메시지 등록・확인 방법（PC판） １／４
３－１ TOP 화면
메시지를 등록하는 메시지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등록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십시오.
※국제전화번호 등 입력할 수
없는 번호가 있습니다.

３－２ 메시지 등록 화면
메시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안부, 메시지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등록한 메시지는 화면 하단에
반영됩니다.

○성명
메시지를 등록하는 분의 성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안부
귀하의 안부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최대 1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안부와 메시지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 주십시오.
※ 새로 등록한 메시지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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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록・확인 방법（PC판） ２／４
복수의 메시지판이 표시되는 경우
등록 또는 확인하는 전화번호에
대하여 복수의 메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메시지판이
표시됩니다.
●●●●●
●●●●●●●

등록할 메시지판의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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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록・확인 방법（PC판） ３／４
４－１ TOP 화면
메시지를 확인할 메시지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십시오.
※국제전화번호 등 입력할 수
없는 번호가 있습니다.

４－２ 메시지 확인 화면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확인 후에 귀하의 메시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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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록・확인 방법（PC판） ４／４
４－３ 메시지판에 메시지가 없는 경우
새로 메시지가 등록될 때 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통지를 희망함’을 클릭해
주십시오.
●●●●●●●

●●●●●

통신 상태에 따라서는 메일이
지연되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통신 각 사의 메시지판에 등록된 메시지의 확인 방법
４－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이동통신 각 사의 메시지판에
메시지가 있는 경우
이동통신 각 사의 메시지판에
등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각 사의 메시지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

이동통신 각 사의
메시지판에서는 이동통신 각
사의 이용 규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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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록 시의 통지처 설정 （메시지판 등록・ 갱신・삭제） （PC 판） １／６
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메시지가 등록되도 통지되지 않습니다.
1－１ TOP화면
・ 서비스 미제공시
메시지 등록 통지처 설정（등록・
갱신・삭제）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판 등록・갱신・삭제’를
클릭해 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시

1－２ 메시지판 등록 TOP 화면
메시지판을 등록활 수 있습니다.
‘신규 메시지판 등록’을 클릭해
주십시오.

・이미 메시지판 등록을 하여
갱신・삭제를 할 경우에는
‘기존 메시지판의 갱신・
삭제’를 클릭해 주십시오.
순서는 ２-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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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록 시의 통지처 설정 （메시지판 등록・ 갱신・삭제） （PC 판） ２／６
１－３ 메시지판 등록（기본 정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해 주십시오.

031234●●●●

test●●●●@●●.jp
test●●●●@●●.jp

●●●●●●

●●●●●●

○ 전화번호
메시지를 등록할 전화번호를
‘－’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십시오.
※ 국제전화번호 등 입력할 수
없는 번호가 있습니다.
○ 메일 주소
귀하의 메일 주소를 반각
영숫자로 입력해 주십시오.
○ 갱신 비밀번호
이용자 정보의 갱신・삭제
시에 필요하므로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１－４ 메시지판 등록（통지처 설정）

메시지를 통지할 상대방의 성명・
메일 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해 주십시오.

●●●●●●●
test●●●●@●●.jp
ひがしにほんたろう

test●●●●1@●●.jp

ひがしにほんはなこ

034321●●●●

○성명
상대방의 성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 메일 주소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반각
영숫자로 입력해 주십시오.
※등록한 메일 주소로
통지됩니다.
○ 전화번호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숫자만
입력해 주십시오.
※ 등록한 번호에 음성으로
통지됩니다.
※ 국제전화번호 등 입력할 수
없는 번호가 있습니다.

14-3460-1

메시지 등록 시의 통지처 설정 （메시지판 등록・ 갱신・삭제） （PC 판） ３／６
１－５ 메시지판 등록（확인）

등록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메시지판 작성자로서 이용할
성명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
031234●●●●

test●●●●@●●.jp
●●●●●●
test●●●●1@●●.jp
●●●●●●

ひがしにほんたろう

●●●●●●
034321●●●●
●●●●●●

ひがしにほんはなこ

●●●●●●

메일 통지처로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을 자동 송신합니다.

でんでんたろう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아가기’를 클릭해 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1－６ 메시지판 등록（완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 내용의 수정・삭제는 TOP
페이지 ‘이용자등록의 갱신・
삭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031234●●●●

test
●●●●
1@.jp●●.jp
ひがしにほんたろう test1
●●●●
@●●
test2●●●●@●●.jp
●●●●●●test3●●●●@●●.jp
test4●●●●@●●.jp
test5●●●●@●●.jp
●●●●●●

ひがしにほんはなこ

●●●●●●
034321●●●●
●●●●●●
●●●●●●
●●●●●●

14-3460-1

메시지 등록 시의 통지처 설정 （메시지판 등록・ 갱신・삭제） （PC 판） ４／６
２－１ 메시지판 갱신・삭제 TOP화면

‘기존 메시지판의 갱신・삭제’를
클릭해 주십시오.

２－２ 메시지판 갱신・삭제_인증 화면

메시지판을 갱신･삭제하기 위한
인증을 수행합니다.
・갱신의 경우
등록한 메시지판의 전화번호,
메일 주소, 갱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갱신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삭제의 경우
등록한 메시지판의 전화번호,
메일 주소, 갱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삭제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순서는 ２-７을 참조

２－３ 메시지판 갱신 화면（기본 정보）

변경할 내용을 수정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해 주십시오.

변경할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으로’를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031234●●●●
●●●●●●●

test●●●●@●●.jp

●●●●●●●

test●●●●@●●.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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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록 시의 통지처 설정 （메시지판 등록・ 갱신・삭제） （PC 판） ５／６
２－４ 메시지판 갱신 화면(통지처)
변경할 내용을 수정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해 주십시오.

통지처에 변경할 내용이 없을
경우에도 ‘다음으로’를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でんでんたろう
ひがしにほんたろう

●●●●●●
test
●●●●@●●.jp
test●●●●1@●●.jp
●●●●●●●

●●●●●●●
●●●●●●●
●●●●●●●

ひがしにほんはなこ

034321●●●●

２－５ 메시지판 갱신 화면(확인)
수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갱신하기’ 를 클릭해 주십시오.

‘갱신하기’를 클릭하면 갱신
내용이 메일로 통지됩니다.

031234●●●●
●●●●●●

ひがしにほんたろう

test●●●●1@●●.jp
●●●●●●
●●●●●●
●●●●●●

ひがしにほんはなこ

034321●●●●
●●●●●●
●●●●●●

でんでんた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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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록 시의 통지처 설정 （메시지판 등록・ 갱신・삭제） （PC 판） ６／６
２－６ 메시지판 갱신 결과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

●●●●●●

●●●●●●
●●●●●●
●●●●●●
●●●●●●
●●●●●●

２－７ 삭제 확인 화면
메시지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판을 확인하고 삭제해도
좋으면 ‘삭제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
031234●●●●

기본 정보・통지처의 모든
등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
test
●●●●1@●●.jp
●●●●●●
test
●●●●2@●●.jp
●●●●●●
test●●●●3@●●.jp
●●●●●●
test
●●●●4@●●.jp
●●●●●●
test●●●●5@●●.jp

034321●●●●

삭제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을
자동 송신합니다.
다시 메시지판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 화면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２－８ 삭제 완료 화면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14-3460-1

